
2015년 3월 15일 (일) 10:00 이후 사용바랍니다. 국 무 조 정 실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2015. 3. 15.(일) 10:00 -

제55주년 3 15의거 기념식(창원 3 15아트센터 대극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5의거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창원시민과 경남도민 여러분,

오늘, 3‧15의거의 위대한 정신을 되새기는 역사적인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의 자유와 정의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치신 민주영령들의 헌신을 기리며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3‧15의거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온 국민과 

더불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3‧15의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당시 정권의 

부정과 불의를 타파하기 위한 학생과 시민들의 함성은 우리 현대사를 바로잡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반세기가 넘는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자유‧민주‧
정의의 3‧15 정신은 지금도 우리 모두의 맥박에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의 우리들이 이러한 3‧15 정신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의 뿌리부터 병들게 하는 부정부패를

철저히 근절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무총리로 취임한 이후 최우선 과제로 부정부패와 고질적인 적폐를 척결

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입각하여 엄단할 것을 밝혔습니다. 부패 없는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모든 권한과 수단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기 위해 양보와 타협의 문화가 필요

합니다.



지금 가장 절실한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도 공공, 노사,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

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개혁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조금씩 양보할 때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맨손으로 불의에 항거했던 3‧15 의거는 ‘비폭력 평화주의’라고 생각합

니다. 어떤 상황, 어떤 명분으로도 폭력은 민주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우방국 대사에 대한 피습사건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로서

법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부패 없는 나라, 더불어 사는 사회, 그리고 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어 3‧15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은 위기가 닥칠수록 더욱 강해졌습니다. 특히 이곳 창원을 비롯한 경남

지역은 민주화와 함께 우리의 산업화를 이루는 데도 앞장서왔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저력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성공사례가 우리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입니

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이러한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3‧15 민주

영령들의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